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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국집 수상쩍다. 크랭크 인을 준비하는 김성홍 감독의 <신장개업>

무섭고재밌는코미디스릴러를만들겠다는김성홍감독이황기성사단과만났다. 유난히맛있는중국집주방에서사람의손가락이발견된다. 인육을사용

하는중국집? 조용하기만한시골소읍. 미장원하나, 약국도하나, 수퍼마켓도하나, 당연히중국집도하나다. 동네유일의중국집중화루앞에가게도더

럽고, 주인인상도더러운, 게다가메뉴라고는짜장면과고기만두밖에없는중국집아방궁이생긴다. 한번들른손님에의해환상적인짜장면맛은소문이

퍼지고, 아방궁은마을사람들을 어모은다. 이와때를같이해서이시골마을에이어지는연쇄살인! 경찰의수사는시작되고, 아방궁에뺏긴손님을찾기

위해인육을얻으려는중화루사장과주방장의노력이비장해진다. 이웃기는짜장면같은 화<신장개업>은<손톱>과<올가미>를만든김성홍감독과<고

스트맘마>와<찜>을만들어낸황기성사단이함께한다. 화의전반적인분위기를잡아줄오픈세트를공사중인<신장개업>의세트는<손톱>과<올가미>

의프로덕션디자인을담당했던상명 화과최병근교수가맡았다. 꺼림직한아방궁의정체를밝히기위해동분서주하는중화루의사장역으로김승우

가캐스팅되어<돈을갖고튀어라>에서보여준순발력있는코미디연기를다시선보일예정이다. 내년5월개봉을목표료12월중제작발표회를갖고촬

에들어간다. 

조용호 감독의 데뷰작 <여배우> 촬 개시

서울예전과 런던 로얄 할러웨이 컬리지에서 연극을 전공한‘여성감독’조

호 감독의 장편데뷰작 <여배우>가 11월 16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촬 에 들어갔다. 극단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랑과 예술적 성취에 관한 고

민들이 무 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극단‘매미들’은「낮병동의 매미들」이라

는 작품을 무 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극장 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흥행에 실패한다. 극단적인 실험에 의한 극진행으로 기존의

연극계에서도 소외당하는 상황 속에서 극단을 이끄는 연출가 전선배와 그를

짝사랑하는 여배우 조 호, 그리고 호를 사랑하는 정음표, 그리고 음표를

사랑하는 여부동 등의 얽힌 사랑 이야기와 유부남 화감독과 사귀는 배우

강요조와 그녀의 옛 남자친구 안재욱과의 관계가 얽혀든다. 각본과 감독을

맡은조 호가여자주인공조 호를연기할예정이며, 그녀를사랑하는정음표역에는「남자셋여자셋」의김진이, 유부남감독과사랑에빠지는강요조역

에<투캅스3>의권민중이각각캐스팅되었다. <강원도의힘>과<정사>의촬 을맡은김 철촬 감독이촬 을맡았다. 

신상옥 감독 신작 <방문>으로 한국에서의 활동 재개

신상옥감독이<증발> 이후5년만에신작<방문>으로국내활동을재개했다. 지난11월10일서울

남산의 한 음식점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진 이후 <방문>의 촬 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일본 작가

이시자카의단편에서실마리를얻은이 화에서신상옥감독은베트남전에참전했다가절름뱅이가

되어 살아가는 어촌의 한 노인이 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겪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 고도

성장기 한국사회의 치부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주인공인 박봉출 역은 최불암이, 그의 딸인 은숙 역

은강수연이맡았고신상옥감독의부인이자여배우인최은희씨는캐스팅디렉터겸조감독으로

화에 참여하고 있다. 화는 현재 박봉출이 사는 어촌을 배경으로 한 취루도 장면과 박봉출이 딸을

보기위해상경하여서울관광을하는장면의촬 이진행중에있다. 신상옥감독은99년깐느와기

타해외 화제의출품을목표로<방문>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산전수전> 감독 교체

지난 9월부터 촬 에 들어갔던 <산전수전>의 감독이 교체되었다. <홀리데이 인

서울>과<올가미>의조감독출신인김세겸감독이연출을맡았으나촬 이50퍼

센트 진행된 상태에서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의 구임서 감독으로 바톤 터치

되었다. 이로써 구임서 감독은 3년만에 두번째 작품에 들어갔다. 구임서 감독은

액션이강했던초기방향을수정해서 화의원작인야구치시노부의<비 의화

원>이 가지고 있었던 코믹함에 초점을 둘 방침. 김규리가 돈을 좋아하는 문제의

여주인공 역을 맡고 있으며, 「남자 셋 여자 셋」의 김진은 어리숙한 남자친구 경

태역으로 화데뷰를장식한다. 

<마요네즈> 촬 중 이상무!

엄마같은딸과딸같은엄마의모녀관계를다룬

화, 윤인호감독, 최진실, 김혜자주연의<마요네즈>

가촬 에한창이다. 먼혀없이약국을운 하며날

마다술로보내던아버지, 그런아버지와싸움이잦

을 날이 없었던 고향집에서의 촬 을 위해 구룡포

로 내려갔던 촬 팀은 그곳에서 최진실이 분한 딸

아정의 회상씬 촬 을 마치고 양수리 종합촬 소

에 입성해 나머지 촬 에 한창이다. 마요네즈를 머

리에 덕지덕지 바르는 어린애 같은 엄마의 투정과

상처투성이의기억을떨쳐버리려는딸의애증을담

기위한촬 은12월한달내내계속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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